사실

BANK OF AMERICA, N.A., PREPAID CARD SERVICES 그룹(이하 “
은행”)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?

왜?

금융 회사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 연방법은 소비자들에게 모든 공유는
아니지만 일부를 제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. 또한 연방법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,
공유 및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귀하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. 당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
이해하시려면 본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.

무엇을?

당사가 수집하고 공유하는 개인 정보의 유형은 귀하가 이용하는 당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
따라 달라집니다.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• 사회보장번호 및 고용 정보
• 계좌 잔고 및 결제 내역
• 거래 내역 및 구매 내역
귀하가 더 이상 당사의 고객이 아닐 경우에도 당사는 본 통지서에 설명된 대로 계속해서
귀하의 정보를 공유합니다.

어떻게?

모든 금융 회사는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.
아래 섹션에서는 금융 회사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와 은행이 공유를
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귀하가 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열합니다.

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
일상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(예: 귀하의 거래 처리, 계정 유지 관리, 법원
명령 및 법적 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신용 조사 기관에 대한 보고)

당사의 마케팅 목적을 위해(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)
다른 금융 회사와 공동 마케팅을 위해

For our affiliates’ everyday business purposes — information
about your transactions and experiences

For our affiliates’ everyday business purposes — information
about your creditworthiness

계열사가 아닌 회사가 귀하에게 마케팅하기 위해
질문이 있으신가요?

은행이 공유하나요?

귀하가 이 공유를 제한
할 수 있을까요?

예

아니요

아니요

공유하지 않음

아니요

공유하지 않음

아니요

공유하지 않음

아니요

공유하지 않음

아니요

공유하지 않음

800.845.8683(Money Network 고객), 855.333.4896(영어: 기타 모든
Prepaid Card 고객), 855.355.5057(스페인어: 기타 모든 Prepaid Card 고객)
에 전화하시거나 www.bankofamerica.com/prepaidprivacynotice를
방문하십시오

2페이지

당사 정보

누가 이 통지서를 제공하고 있나요?

당사가 하는 업무

Bank of America, N.A., Prepaid Card Services Group

은행이 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
호하나요?

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접근되고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을
준수하는 보안 수단을 이용합니다. 이러한 수단으로는 컴퓨터 보호 장치 및 파일과 건물의
보안 등이 있습니다.

은행이 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
집하나요?

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.
• 계좌 개설 또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때
• 당사에 귀하의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송금할 곳을 당사에 알릴 때
• 귀하의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때
또한 당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.

모든 공유 내용을 왜 제한할 수
없나요?

연방법은 오직 다음 사항만 제한할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
• 계열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공유(귀하의 신용에 대한 정보)
• 계열사가 귀하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
• 계열사가 아닌 회사가 귀하에게 마케팅하기 위한 공유
주 법률과 개별 회사들은 공유를 제한할 추가적인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정의
계열사

공동 소유권 또는 지배를 통해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. 금융 및 비금융 회사일 수 있습니다.
• 은행은 자사 계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

계열사가 아닌 회사

공동 소유권 또는 지배를 통해 관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. 금융 및 비금융 회사일 수 있습
니다.
• 귀하에게 마케팅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

공동 마케팅

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귀하에게 마케팅하는 계열사가 아닌 금융 회사 사이의 공식적
합의.
• 은행은 공동으로 마케팅하지 않습니다

Bank of America 미국 법인

다음 이름을 사용하는 Bank of America 미국 법인: Bank of America, Banc of America, U.S. Trust, LandSafe 또는 Merrill
Lynch뿐 아니라 다음 법인들: BACAP Alternative Advisors, Inc., BofA Advisors LLC, BofA Distributors, Inc., General
Fidelity Life Insurance Company, Managed Account Advisors LLC, NationsCredit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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